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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RC (Cyclic Redundancy Codes) is a error detection method for the date

transmission, which is applied to the GRDDP (GOES-R Reliable Data Delivery Protocol)

between satellite and GEMS (Geostationary Environmental Monitoring Sensor) on the

GEO-KOMPSAT 2B development. This paper introduces a principle of the table based

CRC, and explains software implementation results of the CRC8 applied to GEMS.

초 록

CRC (Cyclic Redundancy Codes)는 데이터 전송 시 오류 발생 유무를 검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정지궤도복합위성(GEO-KOMPSAT 2B) 개발에서는 정지궤도환경탑재체

와 위성 간의 GRDDP (GOES-R Reliable Data Delivery Protocol)에 사용되고 있다. 본 논

문에서는 CRC를 구현할 때 널리 사용하는 테이블 기반 CRC의 원리를 소개하고, 이를 기

반으로 환경탑재체 개발에서 사용 중인 CRC8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한 결과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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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CRC (Cyclic Redundancy Codes)는 데이터

전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검출하기 위한

기술이다[1][2]. CRC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진 데

이터에서 1의 개수를 홀수 또는 짝수로 미리 약

속하고 이를 만족할 수 있게 한 비트(bit)의 0

또는 1을 추가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패리티

비트(parity bit) 방법이 있으며[2], 데이터를 일

정 단위로 자르고 각각을 숫자로 간주한 다음

이를 더한 합을 데이터에 추가하여 오류 유무를

판단하는 체크섬(checksum)도 있다. 또한 오류

검출뿐만 아니라, 이를 제거까지 할 수 있는 오

류정정부호(error correcting code)도 있는데, 널

리 사용되는 (255,223) RS (Reed Solomon) 부호

의 경우에는 223 바이트(bytes)의 데이터에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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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트의 RS 오류정정부호를 추가함으로써 255

(223+32) 바이트 데이터 전송 중 발생하는 16개

의 오류를 검출하여 제거할 수 있다[3].

패리티 비트 및 체크섬은 계산이 단순하고

부가되는 정보가 데이터에 비해 짧은 장점이 있

으나 단순한 덧셈에 기반하므로 오류검출 성능

이 우수하지 않다. 반면 오류정정부호는 계산이

복잡하고 부가 데이터가 길지만 오류를 검출뿐

만 아니라 제거까지 가능한 특징이 있다. 본 논

문의 주제인 CRC의 경우 체크섬과 오류정정부

호 사이의 복잡도와 성능을 가진다.

이상의 설명에서, 패리티, 체크섬, CRC, 오류

정정부호는 각각 계산하는 방법과 용도가 다르

지만, 종종 명칭을 혼용해서 사용한다. 예를 들

어 CRC 계산결과를 체크섬이라고 칭하기도 한

다.

정지궤도환경탑재체(GEMS, Geostationary

Environment Monitoring Satellite)는 2014년 10

월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미국의 볼 에어

로스페이스사(Ball Aerospace & Technologies

Corp.)가 공동개발 중에 있으며, 2018년 말에 발

사가 계획되어 있는 정지궤도복합위성(GEO-

KOMPSAT 2B)에 탑재되어 하루 8회 이상 한반

도 주변의 환경을 감시할 예정이다. 정지궤도환

경탑재체에서 관측한 데이터를 위성으로 전송할

때 SpaceWire 통신의 GRDDP (GOES-R

Reliable Data Delivery Protocol)를 따르며, 해

당 GRDDP에서 여덟 비트의 CRC인 CRC8이

사용된다[4].

CRC의 원리는, 미리 정의된 제수(divisor)로

데이터(dividend)를 나눈 후 그 나머지

(remainder)를 데이터와 함께 전송하는 것이다
[1]. 즉 나머지를 데이터와 함께 전송함으로써,

얻는 장점은 오류 검출이 가능하다는 점이고,

단점은 계산이 필요하고 전송할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는 것이다.

또한 덧셈 및 뺄셈에 비해서 나눗셈이 가지

는 특징은 (곱셈과 마찬가지로) 이진 시프트

(shift) 연산으로 쉽게 구현할 수 있고, 상위 숫

자(MSB, Most Significant Byte/Bit)로부터 하위

숫자(LSB, Least Significant Byte/Bit)로 순차 처

리가 가능한 것이다.(순차 처리는 데이터가 입

력되는 순서와 같다.) 또한 MOD (modulo) 및

XOR (Exclusive OR) 연산을 계산에 도입하여,

직접 산술 나눗셈을 적용하는 경우보다 간단한

방법으로 CRC 계산을 구현할 수 있다.

본 논문은 “A Painless Guide to CRC Error

Detection Algorithm[1]” 문서를 근간으로 하여,

정지궤도환경탑제체 CRC8의 개발 및 소프트웨

어를 이용한 검증에 필요한 내용을 기술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 배경지식을, 3장에

CRC의 기본원리인 MOD 기반 이진 나눗셈 및

레지스터(register)를 이용하는 원리에 대해서 설

명한다. 다음으로 4장에서는 CRC를 소프트웨어

로 계산하는 방법 및 정지궤도환경탑재체에서

사용하는 CRC8에 대한 설명을, 5장에서는

CRC8의 계산 결과 및 검증을 기술한다.

2. 배경지식

본 논문의 이진 나눗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MOD 기반 연산, 시프트, 논리연산 XOR 등에

대한 배경지식이 필요하다.

2.1 MOD 기반 연산

십진수(예, 3), 이진수(3 = 112), 팔진수(3 =

38), 십육진수(3 = 0x03)의 보편적인 계산에서는

각 자리의 계산 결과가 윗자리 및 아랫자리의

값에 영향(overflow 또는 underflow)을 줄 수

있다. 반면, MOD 연산에서는 각 자리가 독립적

이므로 자리 올림이나 내림이 무시된다. 이진

데이터에 대해서 사칙연산의 덧셈과 MOD 기반

의 덧셈의 차이는 다음의 예와 같다.

사칙연산 덧셈: 00112 + 00012 = 01002

MOD 덧셈: 00112 + 00012 = 00102

2.2 논리연산 XOR

MOD 기반 연산에서는 자리 올림 및 내림이

무시되기 때문에 덧셈과 뺄셈의 결과가 동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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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아래의 예와 같이 논리연산 XOR (⊕, 이하

XOR)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MOD 기반 덧셈: 01102 ＋ 00012 = 01112

MOD 기반 뻴셈: 01102 － 00012 = 01112

논리연산 XOR: 01102 ⊕ 00012 = 01112

따라서 MOD 기반 연산에서 덧셈과 뺄셈은

XOR을 이용해서 계산한다. 여기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01102를 12 증가 시킨 결과와

12 감소시킨 값이 일치하므로, 01102과 01112 중

에서 어떤 값이 더 큰 것인지 판단할 수 없다.

하지만 해당 연산에는 자리 올림이 없으므로,

최상위에 존재하는 12의 위치를 이용하여 값의

대소를 다음의 예와 같이 판단할 수 있다.

00012 < 00102 < 01102

또한 어떤 값에 02을 XOR해도(01102+02 =

01102-02 = 01102⊕02 = 01102) 해당 값이 변하지

않음도 참고하면, 이후 알고리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2.3 시프트 및 XOR을 이용한 데이터 구성

그림 1과 같이 01110101102은 112의 시프트와

XOR로 구성할 수 있다[1].

그림 1. 특정 값의 시프트와 XOR을 이용한

데이터 구성의 예

즉, 특정한 값(112)에 대해서 시프트와 XOR을

이용해서 생성할 수 있는 값(01110101102)이 있

고 아닌 경우(예, 01110101112)도 있는데, 값을

생성할 수 있는 경우가 (3장에서 설명할) CRC

나눗셈의 기본 원리이다.

2.4 제수의 다항식 표현

CRC 나눗셈에서 제수를 다항식(polynomial)

을 이용해서 표현한다[1]. 제수 100112은 다항식

   로, 다항식의 길이 W는 (5가 아닌)

4로 정의한다. 또 다른 표현 방법으로는, 제수의

최상위비트는 항상 1이므로 이를 제외하고 나머

지를 십육진수인 0x03으로 표현한다.

3. CRC 나눗셈

본 장에서는 CRC 나눗셈과(3.1절), 이를 레지

스터를 이용해서 구현하는 방법(3.2절)을 상세히

설명한다.

3.1 CRC 나눗셈

이진수에 대한 CRC의 나눗셈은 데이터의 뒷

부분에 다항식의 길이 W 만큼의 02을 추가하고,

이를 MOD 기반 나눗셈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그림 2에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그림 2. 이진수의 CRC 나눗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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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에서 4 개의 02을 데이터 뒤쪽에 추가

하였으며(회색 네 비트), 이를 다항식 10011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11102이다.

여기에서 나머지는 네 자리 숫자(W=4)로 다

항식(다섯 자리)보다 작으며, 110101101100002은

다항식으로 나눠지지 않지만 해당 값에 나머지

를 더한 110101101111102은 나눠떨어진다. 즉,

110101101111102은 그림 3과 같이 다항식의 시

프트와 XOR로 조합이 가능한 값이다.

그림 3. 다항식의 시프트와 XOR를 이용한

데이터 생성

3.2 레지스터를 이용한 CRC 나눗셈

레지스터를 이용해서 CRC 나눗셈을 구현하

는 방법을 그림 4에 설명하였다.

그림 4. 레지스터를 이용한 CRC 나눗셈(비트)

그림 4에서 레지스터는 먼저 들어간 데이터

가 먼저 나오는(FIFO, First In First Out) 큐

(que)이며, 데이터가 입력①되어 레지스터에서

밀려난② 데이터의 값에 따라서③ 다항식과

XOR 연산④을 수행하여 레지스터 값을 갱신⑤

한다. 즉, 레지스터에서 나온 값은 데이터 입력

직전 레지스터의 최상위 비트이며 (데이터 입력

직전 레지스터의 나머지 세 비트는 한 비트씩

좌측으로 이동하여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음),

다항식에도 최상위 비트인 12이 생략되었기 때

문에 이 둘이 모두 12일 때 XOR 연산이 수행되

는 것이다.(결국, 레지스터에서 밀려난 값이

XOR 연산 여부를 결정한다.) 즉, 그림 2 및 그

림 3의 연산과정을 그림 4에서는 레지스터를 이

용해서 구현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표 1은 그림 4의 레지스터 값의 변화를 시프

트에 따라서 설명한 내용이다.

표 1. 레지스터를 이용한 CRC 나눗셈에서의

값 변화 (다항식: 0x03)

Shift Reg2 Pop Reg1 Data

0 NA NA 00002 11 010 110 110 000 2

1 00012 02 00012 . 1 0 1 0 1 1 0 1 1 0 0 0 0 2

2 00112 02 00112 . . 0 1 0 1 1 0 1 1 0 0 0 0 2

3 01102 02 01102 . . . 1 0 1 1 0 1 1 0 0 0 0 2

4 11012 02 11012 . . . . 0 1 1 0 1 1 0 0 0 0 2

5 10012 12 101 02 . . . . . 1 1 0 1 1 0 0 0 0 2

6 00002 12 00112 . . . . . . 1 0 1 1 0 0 0 0 2

7 00012 02 00012 . . . . . . . 0 1 1 0 0 0 0 2

8 00102 02 00102 . . . . . . . . 1 1 0 0 0 0 2

9 01012 02 01012 . . . . . . . . . 1 0 0 0 0 2

10 10112 02 10112 . . . . . . . . . . 0 0 0 0 2

11 01012 12 01102 . . . . . . . . . . . 0 0 0 2

12 10102 02 10102 . . . . . . . . . . . . 0 0 2

13 01112 12 01002 . . . . . . . . . . . . . 0 2

14 11102 02 11102 . . . . . . . . . . . . . .

표 1과 그림 2를 비교해서 살펴보면 그 계산

과정이 서로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표 1 및 그

림 2에서 다항식은 0x03이며, 표 1의 Shift 4 계

산 결과(Reg2)로 부터 Shift 5까지의 계산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레지스터로 02이 입력되면(Shift 5, Reg1; 02)

- 레지스터 값이 11012(Shift 4, Reg2)에서

10102(Shift 5, Reg1)으로 변경되고

- 12이 레지스터에서 나온다.(Shift 5, Pop)

- 레지스터에서 나온 값이 12이므로, 현재 레지

스터 값 10102은 다항식 00112과 XOR 연산을

수행하여,

- 결과인 10012가 레지스터에 저장된다.(Shift 5,

Reg2)

- (참고) Shift 5에서 레지스터 값이 10012이므

로(최상위 비트가 12이다), Shift 6에서도 레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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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와 다항식의 XOR 연산이 수행됨을 예상할

수 있다.

4. 테이블 기반 CRC

본 장에서는 CRC 소프트웨어 구현을 위해서

CRC 나눗셈을 비트에서 바이트 기반으로 확장

하고(4.1절), 데이터를 레지스터에 통과시켜 처

리하는 기존 방식을 개선한 테이블 기반 CRC

인 Direct Table Algorithm에 대해서 기술한

다.(4.2절) 다음으로 실제 CRC를 활용할 때 설

정해야 하는 ‘다항식, 레지스터 초기값, Final

XOR’에 대해서 논의한 후(4.3절), 마지막으로 현

재 정지궤도환경탑재체에서 정지궤도복합위성으

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GRDDP에서 사용하는

CRC8 계산법을 코드를 이용해서 설명한다.

(4.4절)

4.1 테이블 기반 CRC 나눗셈

그림 4에서 한 비트의 데이터가 레지스터로

들어오면, 레지스터의 최상위 비트가 밀려나고

밀려난 값이 12일 때 레지스터와 다항식의 XOR

이 수행되었다.

그림 4의 레지스터는 네 비트인데, 바이트 단

위의 처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레지스터를

네 바이트로 증가시킨다. 증가된 네 바이트의

레지스터에 대해서 동일하게 한 비트 씩 8회 데

이터를 입력 시키면, 한 바이트가 레지스터로

입력되는 것과 동일한 동작이 된다.

네 바이트의 레지스터에서 8회에 걸쳐 한 비

트씩 입력하고 난 다음에, 밀려나는 값의 종류

는 000000002부터 111111112까지 총 256이다. 여

기에서 한 비트씩 밀려나는 과정(시프트)에서

해당 비트가 1인 경우에는 (CRC 나눗셈을 위해

서) 각각 비트에 대해서 XOR을 수행해야하는

데, XOR에서 교환법칙([[A⊕B]⊕C]⊕D=A⊕[B⊕

C⊕D])이 성립하므로 다항식에 대해서 8회의

시프트 및 XOR을 수행한 다음([B⊕C⊕D]) 마지

막에 레지스터 값(A)과 XOR을 취해도 레지스터

에 순차적으로 XOR한 결과와 동일하다.(시프트

및 XOR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생성하는 그림 3

과 동일한 상황)

따라서 다항식에 대한 256 종류의 시프트 및

XOR 값을 미리 계산해 두고, (한 비트가 아닌)

한 바이트가 밀려났을 때 그 값을 LUT (Look

Up Table, 이하 테이블)로 참조해서 사용하면

바이트 단위 처리가 가능하다. 그림 5에 미리

계산한 테이블을 이용하여 한 바이트 단위로

CRC 나눗셈을 수행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그림 5. 레지스터를 이용한 CRC 나눗셈(바이트)

그림 5에서 한 바이트가 레지스터로 입력되면

① 한 바이트가 밀려나며② 미리 계산한 테이블

에서 이 값에 해당하는 위치(그림 5에서는 ‘2’)

의 값③을 현재 레지스터의 값과 XOR한 다음

④ 그 값으로 레지스터 값을 갱신한다⑤.

그림 5에서 사용하는 테이블은 다항식, 시프

트, 그리고 XOR을 이용해서 계산한다. 한 바이

트에서 나올 수 있는 256 종류의 테이블을 t[i]

라고 할 때(i = 0~255), 다음의 코드로 레지스터

를 이용한 CRC 나눗셈에 사용되는 테이블을

계산할 수 있다.

FOR i = 0 to 255

t[i] = i

FOR j = 0 to 7

IF (t[i]’s MSB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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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 = (t[i]<<1) XOR (POLY)

ELSE

t[i] << 1

END_IF

END_FOR

END_FOR

코드에서 t[i]이 계산하고자 하는 결과인 테이

블 값인데, 0부터 255까지 각각의 값에 대해

서 8회(FOR j = 0 to 7) 씩의 루프를 돌며, 최

상위비트(MSB)가 1일 때는 한 비트 시프트한

다음 다항식(POLY)과 XOR을 수행하고(IF (t[i]’s

MSB == 1)), 최상위비트가 1이 아닌 경우

(ELSE)에는 시프트만 수행한다.

레지스터를 이용한 CRC 나눗셈에서, 그림 4

(비트)의 경우 레지스터 값이 직접 다항식에

XOR 되는 반면, 그림 5(바이트)에서는 다항식으

로 미리 테이블 값을 계산해 두고 레지스터 밖

으로 밀려나온 값으로 테이블 참조한 다음 그

값을 레지스터와 XOR하는 차이가 있다.

즉, 그림 5에서 CRC 나눗셈을 수행하려면 전

체 데이터가 레지스터를 통과해서 밖으로 밀려

나야만 그 값으로 테이블 값을 결정하고 해당

값과 레지스터 값을 XOR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림 5의 레지스터가 네 바이트이므로(W=32)

CRC 나눗셈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뒷부

분에 총 여덟 바이트(W÷8×2)의 0x00이 추가되

어야 한다. 전반 네 개의 0x00은 데이터를 레지

스터까지 밀어 넣는 역할을 하고 ‘후반 네 개의

0x00’은 ‘전반 네 개의 0x00’(그림 2에서 데이터

뒷부분에 붙은 네 개의 02과 동일한 의미로, 나

머지가 저장되는 공간에 해당한다)을 레지스터

밖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한다.

또한 데이터가 입력되기 전에 레지스터에는

초기값이 채워져 있는데, 데이터가 레지스터 밖

으로 밀려나는 동작이 수행되기 전에 레지스터

값이 모두 밖으로 밀려난다.(앞서 설명한 8개의

0x00 중 전반 네 개에 의해 수행됨) 이 때 레지

스터 값이 모두 0x00이면 레지스터에 데이터가

채워지는 동작만 하고 (0x00이 연속적으로 밀려

나오므로 XOR은 수행되지 않는다. CRC 나눗셈

과 동일), 만약 레지스터 초기값이 0x00이 아닌

경우에는 레지스터와 다항식의 XOR이 수행되

어 그 값으로 레지스터가 갱신됨을 알 수 있

다.(CRC 나눗셈과 다름. 4.3절에서 설명)

4.2 Direct Table Algorithm

테이블 기반 CRC에서 나눗셈을 이용할 경우

레지스터 초기값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시프트

연산과 XOR, 그리고 데이터를 레지스터 밖으로

완전히 밀어내기 위한 과정을 고려해야 함을 확

인하였다.

반면 Direct Table Algorithm (테이블 기반

알고리즘)은 앞서 설명한 테이블 기반 CRC 나

눗셈을 개선한 방법으로[1], 데이터가 레지스터를

통과하지 않고 동작한다. 따라서 초기값이나 데

이터를 레지스터에서 밀어내는 과정을 별도로

수행하지 않아도 되며(계산에 이미 포함되어 있

음), 데이터가 (레지스터 통과 없이) 즉시 계산

에 이용된다. 그림 6에 Direct Table Algorithm

의 동작을 여섯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그림 6. Direct Table Algorithm

먼저 레지스터를 한 바이트 시프트하면서 최

하위 바이트는 0x00으로 채운다①. 다음으로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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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터에서 밀려나온 바이트②를 데이터와

XOR하고③ 이에 대응되는 Table 값④을 레지스

터와 XOR한 다음⑤ 그 값을 레지스터에 갱신

한다⑥.

그림 6의 계산에서, 초반 네 번의 시프트①에

의해서 레지스터 내의 초기값은 모두 레지스터

밖으로 밀려나며, 데이터의 경우 레지스터를 통

과하지 않고 직접 모두 사용한다. 따라서 테이

블 기반 CRC 나눗셈보다 간편하게 CRC 계산

을 수행할 수 있다. Direct Table Algorithm에서

사용하는 테이블은 레지스터를 이용한 CRC 나

눗셈(바이트)의 t[i]와 동일하다.(4.1절 참고)

Direct Table Algorithm 동작을 코드로 기술

하면 다음과 같다.(레지스터의 길이는 방정식으

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네 바이트 길이의 레지

스터의 경우 W=32임을 알 수 있다.)

WHILE (d = read 1 byte from DATA)

r = (r<<8) XOR t[(r>>(W-8)) XOR d]

END_WHILE

위의 코드의 동작은, 데이터(DATA)를 한 바

이트씩 읽은 다음(d)③, 이 값(d)과 레지스터의

최상위 바이트(r>>(W-8))②를 XOR 계산한 결과

③로 테이블(t[]) 값을 결정하고(t[(r>>(W-8))

XOR d])④ 이를 최하위 바이트에 0x00을 채운

레지스터 값(r<<8)①과 XOR을 수행한 후⑤ 이

값으로 레지스터를 갱신(r)하는 것이다⑥.

4.3 다항식, 레지스터 초기값, Final XOR

지금까지 MOD 연산, XOR의 원리에서 시작

하여 CRC를 구현할 수 있는 Direct Table

Algorithm까지 설명하였다. 서론의 첫 부분으로

잠시 돌아가서, CRC의 정의를 다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CRC는 데이터 전송과정에서의 오류를 검출하는

목적을 위해서 원 데이터에 추가하는 정보이다.

CRC 계산을 위해서 CRC 나눗셈을 이용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살펴본 Direct Table

Algorithm을 적용할 수도 있으며, 또는 본 논문

에서 설명하지 않은 다른 방법도 가능할 것이

다. 만약 CRC 나눗셈을 이용할 경우, 나눗셈의

과정을 엄밀히 지켜서 CRC를 계산하고자 한다

면 레지스터 초기값은 반드시 모두 0x00으로 설

정해야 한다.(4.1절 참고) 만약 레지스터 초기값

을 0x00이 아닌 다른 값으로 설정해서 계산한

CRC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경우 CRC가

나눗셈에서의 나머지와 일치하지는 않지만,

CRC 결과를 ‘데이터 전송과정 중 오류를 검출

하는 CRC의 목적’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단, 전제는 데이터를 수신하는 쪽

에서도 레지스터의 초기값이 무엇이었는지는 알

고 있어야한다.

또한 계산된 최종 CRC에 미리 정의된 어떤

값(Final XOR)을 XOR 해서 CRC 계산을 마무

리 할 수 도 있다. 이 경우 역시 Final XOR을

수신측에서 알고 있다면 이 역시 CRC 목적에

합치된다. 본 논문의 목적인 (정확한 나눗셈이

아니라) CRC 계산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면,

레지스터 초기값과 Final XOR은 어떤 값이든지

미리 결정만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미리 결정(정의)해야 할 값 (즉, CRC 계산하

는 곳과 수신측에서 동시에 알아야할 값) 중에

레지스터 초기값과 Final XOR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정식이다. 이 방정식을 어떻게 결정하는

가에 따라서 오류 검출 성능이 달라지는데, 이

값은 데이터 및 전송 채널(channel)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CRC 계산 관점에서 본 절을 정리하면, ‘방정

식, 레지스터 초기값, Final XOR’ 세 가지를 미

리 정의하면 CRC를 그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트 단위에서 특정 값이 연속

적으로 존재하는 데이터의 경우 레지스터 초기

값을 0x00이 아닌 다른 값을 사용하는 것이 데

이터 경계를 확인하는데 유리할 수 있음을 예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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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정지궤도환경탑재체의 CRC8

정지궤도환경탑재체와 정지궤도복합위성 간

의 GRDDP에는 CRC8이 사용된다[2]. CRC8에

대한 방정식, 레지스터 초기값, Final XOR은 다

음과 같으며, 이후 설명하는 코드로 계산할 수

있다.

- CRC8 방정식 : 0x07 (     )

- CRC8 레지스터 초기값 : 0xFF

- CRC8 Final XOR : 0x00

FOR i = 0 to 255

t[i] = i

FOR j = 0 to 7

IF (t[i] AND 0x80)

t[i] = (t[i]<<1) XOR 0x07

ELSE

t[i] << 1

END_IF

END_FOR

END_FOR

CRC8에서 테이블(t[i])과 입력값(d)을 이용한

CRC8 계산(r)은 다음과 같이 수행할 수 있다.

WHILE (d = read 1 byte from DATA)

r = t[r XOR d]

END_WHILE

계산이 간단해진 이유는, 레지스터(r)가 한 바

이트(W=8)이기 때문에 ‘r<<8’은 항상 0x00이며,

따라서 4.2절의 Direct Table Algorithm 식에서

0x00과의 XOR인 ‘(r<<8) XOR’은 무시할 수 있

다. 그리고 최상위 바이트를 취하는 ‘r>>(W-8)’

계산 역시 필요하지 않고 r값을 직접 사용하면

된다.(r>>0 = r)

위의 코드의 동작은, 데이터를 한 바이트씩

읽어온 다음(d) 레지스터(r)와 XOR한 값을 테이

블에 찾아서(t[r XOR d]) 그 값으로 레지스터를

갱신시키는 것(r = t[r XOR d])을 데이터 바이

트 수만큼 반복해서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항식(0x07)에 따른 테이블 값(t[i])만 준비한다

면 CRC8은 간단하게 계산(r)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5. CRC8 계산 결과 및 검증

본 장에서는 정지궤도환경탑재체에서 사용하

는 CRC8 계산 결과 및 이를 검증한 내용에 대

해서 설명한다[5].

5.1 CRC8 테이블 생성 결과

정지궤도환경탑재체 GRDDP의 CRC8에 대한

256개의 테이블 값(t[i]) 계산결과는 그림 7과 같

다. 그림 7에서 괄호 내의 숫자는 해당 행의 첫

번째 열의 순서를 기입한 것으로, 만약 t[212]에

해당하는 값은 (210) 행에서 세 번째인 0x22이

다.

그림 7. 정지궤도환경탑재체 CRC8 계산 결과

5.2 CRC8 계산 결과

두 가지 입력([ⅰ], [ⅱ])에 대한 CRC8의 계산결

과는 다음과 같다.

[ⅰ] 0x00 00 00 00 : 0xD1

[ⅱ] 0x29 EE 33 01 00 00 29 01 : 0x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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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입력([ⅱ])은 여덟 바이트로 구성되었

으므로, CRC 계산에서 레지스터 값은 0xFF를

시작으로 0xDE까지 총 8회 갱신되며 변화는 다

음과 같다.

0xFF → 0x2C → 0x40 → 0x5E → 0x9A → 0xCF →

0x63 → 0xF1 → 0xDE

5.3 CRC8 계산 결과 검증

5.2절의 두 개의 계산결과는, CRC8을 생성하

는 정지궤도환경탑재체 개발자와 CRC8을 사용

하는 정지궤도복합위성 개발자의 확인을 완료하

였다.(GEMS-SC-IF-0014A, 2014.07.31, 보안문서로

공개불가) 그리고 그림 8의 GUI (Graphic User

Interface)와 같이, 웹페이지에서도 CRC8 계산값

의 유효성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웹페이지 주소>

http://www-user.tu-chemnitz.de/~heha/viewzi

p.cgi/mb-iwp/DDS130/DDS130.zip/crc.html

<입력하는 값>

CRC order (1.. 64) : 8

CRC polynom (hex): 07

Initial value (hex): FF, direct

Final XOR value (hex): 00

Bit reversing: No check

Data sequence: %29%EE%33%01%00%00%29%01

<결과>

Result: DE (hex), 8 bytes

그림 8. CRC 계산결과 확인 소프트웨어 GUI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CRC의 배경이론부터 시작하

여, CRC의 원리 및 업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

는 테이블 기반 CRC의 방법인 Direct Table

Algorithm의 설명, 구현 및 검증을 기술하였다.

정지궤도환경탑재체에서 위성으로 관측영상을

전송할 때 (GRDDP에서 정의된) CRC8을 사용

하며, 이때 방정식은 0x07 (     ), 레

지스터 초기값은 0xFF, Final XOR은 0x00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지궤도환경탑재체의 CRC8

을 Direct Table Algorithm으로 처리하는데 직

접 활용할 수 있는 256개의 테이블 값을 계산하

여 정리하였고(5.1절), 계산방법을 코드 형태로

기술하였으므로(4.4절), 이를 이용하여 CRC8을

계산하는 소프트웨어를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계산결과는 5.3절에 소개한

웹페이지에서 검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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